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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서 경찰청은 전국 특별시․ 광

역시․ 도에 17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 소속

으로 경찰서 252개, 지구대 516개, 파출소 1,479개를 운

영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

는 치안기관이다. 경찰서는 경찰과 국민이 이용하는 시

설로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경찰서로

이관되고 체포된 피의자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실제 경찰수사업무와 치안행정서비스가 집중하여 이루어

지는 시설이다. 도시 성장과 거주자 증감에 따른 치안수

요 변화를 반영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며, 사회의 다변화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천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속도를 반영하는 조직변화가 있어왔으나, 치안수요증가

요인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신축 경찰서라도 준공 후 수

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도 추가 공간 확보가 용

이하지 않은 공공 업무시설이라 할 수 있다.

경찰서 청사시설기준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면적 중심의 규정이 청사 설계에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주요시설에 대하여 경찰 기능별 업무시설기준1)이 훈령,

예규, 지침으로 제정 적용되고 있으나 법무시설기준에

비하면 산하 관서에 대한 설계상의 세부기준이 미흡한

현실이다. 내․외부 방문자 수가 많은 경찰서 수사부서2)

1) 수사, 기획조정, 생활안전, 경비, 경무, 장비 각 기능별업무시설에서
주요시설 기준은 경찰청 훈령, 예규로 제정되어 있다.
수사업무시설기준은 유치장설계 표준규칙, 진술녹화실 설치기준,
증거물관리시스템 구축 일반기준 등이 있다.

2) 본 연구에서 경찰 수사부서는 경찰서 사무분장을 위하여 두는 5과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 중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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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서 청사 본관동의 저층부에 주로 위치하여 민원

인들의 접근성을 도모하되 조사업무공간 보안을 유지하

여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조직

확장과 사무실 면적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국민 인권의식의 선진화에 대응하여 현대화되고 있는

경찰수사부서의 업무방식 및 조직구성 변화를 지원하

는 사무환경의 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제한된 부지

면적과 기존 건축물 내 사무공간에서 조직변화 및 근무

자수의 증감에 대응하고 거주자인 경찰근무자와 방문자

인 국민 양측의 편의를 고려한 설치기준으로서 경찰수

사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 신축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기존 경찰서

건물을 대상으로 수사부서 사무환경을 표준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경찰 최초로 조사와 수사 업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업

무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 수사부서 환경 개선’ 사

업이 2014년도 정책연구에 근거하여 2015년에 1,2차 시

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범사업을 표준설계 공간

모형으로 삼아 2016년부터 5년간 예정으로 경찰청 산하

경찰서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2014년 경찰청 정책연구과제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3)를 근거로 경찰서 수사부서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실태조사 분석에 의한 ‘표

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제시,

둘째,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적용한 경찰서 수사부

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실태조사,

셋째, 공간모형에 대한 보안단계별 동선조닝 분석을 하

여 표준설계 공간모형 적정성 검증.

본 연구의 의의는 경찰서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

과 지침을 추출하여, 검증하고, 제시함으로서 보다 효과

사과 관련 단위조직으로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과·경제범죄수사과)
및 형사과(지역형사·강력범죄수사)로 그 세부 범위를 한정한다.
경찰업무에서 대민 조사업무의 특성이 있는 부서는 수사과, 형사
과 외에도 생활안전, 교통, 정보보안 관련 과단위 조직이 있으나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안전과 관련 대민조사가 많은 여성청소년계가 관련사건수
증가로 2013년 여성청소년과로 분리되었으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청소년이 조사대상이어서 수사형사과와 달리 주
출입구를 거치지 않는 별도의 부출입구나 측면계단으로 접근 가능
한 2,3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과는 대민 접근성보다 수사정보보안유지가 중요한 부
서이므로 상층부인 4,5층에 주로 위치한다.
③ 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은 당일사건 민원이 많으므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별동인 민원실에 주로 위치하므로 경찰서 본관 동에 배
치되지 않는다.

3) 본 연구는 2014년 경찰청 정책연구로 수행한 ‘경찰수사 과정의 인
권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 연구’를 근거
로, 연구결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포함되어지나 공개된
문헌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부분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음.

적인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주목적이 2014년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실

태조사에서 도출한 ‘경찰서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

과 지침’을 정의하여 제시하고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

선 시범사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적용한 시범사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경찰

서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이후 시범사업을 수행한 수

사부서 환경개선 경찰서 사례에 대한 2017년 실태조사까

지를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2014년 경찰청 수사국 정책연구 ‘경찰 수사과정의 인

권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4)에

서 기존 경찰서를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

출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사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시공한 시범 경

찰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간모형을 분석한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 방법은 기존 경찰서 건축일반현황 등에 대한

문헌 조사5) 및 수사부서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 ‘표준설

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적용한 수사부서 환경개선 시범

사업 실태조사를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범사례

실태조사는 수사부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설계 전과 시

공 후 수사부서사무실 배치에 대한 실측조사 및 사용자

관찰, 사진촬영 등을 분석의 근거로서 사용한다.

첫째,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현황 실태조사를 하여, 2014년도 정책

연구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 1등급 경찰서를 연구표본으

로 설정하면서 전국 경찰서의 조직, 건축개요, 사용연한,

부서별 면적 등의 경찰서 사무공간에 제한을 주는 요인

들을 분석한 경찰서 일반현황을 2017년과 비교하여 제시

하고, 수사부서 중심으로 경찰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안한다.

둘째, 시범사업에서 수사부서 사무공간에 제한을 주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도

출한다. 기존 경찰서 내 면적부족 문제의 해소, 치안수요

4) 2014년 경찰청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은 분야 간 융합연구
로서 문제들의 근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무공간과 업무방식, 행정절차를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경찰서 수
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찾기 위하여 경찰행정, 법률, 수사업
무공간 연구자들의 융합연구로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서 건축공간
의 지속성 연장과 경찰수사행정의 신뢰도향상, 사용자 만족도 향
상 등을 기대효과로 예상하여 연구되었다.

5) 경찰서 일반 현황 및 조직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문헌조사는 사
이버경찰청 및 전국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과 통계 자료
등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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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비례하는 수사과 및 형사과사무실 밀도 증가 문

제, 업무효율저하 문제,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부

터 해결하기 위하여 ①조사공간와 수사공간의 완전한 분

리 ②수사부서 조닝의 위계정의, ③보안단계별 동선 체

계 정의, ④호송차고～형사당직조사실 보안단계별 동선

및 출입 체계 등을 제시한다.

셋째, 시범사례에 대한 보안단계별 동선조닝 다이어그

램으로 표준모형으로서 공간개념이 적용되었는지를 검증

한다. 검증에 포함되는 사항은 조사공간와 수사공간의

완전한 분리, 수사부서 조닝의 위계 및 보안단계별 동선

체계, 호송차고～형사당직조사실 보안단계별 동선 및 출

입 체계 등이다.

2. 경찰서 조직과 건축 특성 고찰

2.1. 경찰서 등급 및 조직에 대한 일반현황
(1) 경찰서 등급기준

전국 경찰서 등급6)은 1～3급지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

으며, 1급지 일수록 조직, 근무자수 등이 많으며 범죄

율, 사건수도 비례하여 높고, 대도시 소재에 건축 규모도

크고 민원인 및 사건관련 방문자수도 증가한다.

지방
경찰청

17개 지방경찰청
[2017년도]

16개 지방경찰청
[2014년도]

14개 지방경찰청
[2005년도]

경찰서등급 경찰서등급 경찰서등급
1
급지

2
급지

3
급지 소계 1

급지
2
급지

3
급지

1
급지

2
급지

3
급지

서울 31 0 0 31 31 0 0 31 31 0 0 31
부산 15 0 0 15 15 0 0 15 14 0 0 14
대구 10 0 0 10 10 0 0 10 8 1 0 9
인천 8 0 1 9 8 0 1 9 7 0 1 8
광주 5 0 0 5 5 0 0 5 - - - -
대전 6 0 0 6 5 0 0 5 - - - -
울산 4 0 0 4 4 0 0 4 4 0 0 4
경기
남부 23 6 1 30 - - - - - - - -

경기
북부 6 4 2 12 28 9 4 41 23 5 4 32

강원 3 4 10 17 3 4 10 17 3 4 10 17
충북 3 2 7 12 3 2 7 12 2 2 7 11
충남 4 6 5 15 4 6 5 15 7 4 8 19
전북 4 4 7 15 4 4 7 15 4 4 7 15
전남 3 5 13 21 3 5 13 21 8 4 14 26
경북 6 6 12 24 5 6 13 24 5 6 13 24
경남 10 3 10 23 10 3 10 23 6 6 10 22
제주 3 0 0 3 3 0 0 3 2 0 0 2
소계
(개) 144 40 68 252 141 39 70 250 124 36 74 234

% 57.14 17.46 26.98 100 56.40 15.60 28.00 100 52.99 15.38 31.62 100
총계 252개 250개 234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7.26.,
일부개정] [시행 2017.06.20.], [시행 2014.09.22.], [시행 2006.03.30.] 참조

<표 1> 지방경찰청별 경찰서 등급

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
령 제3호, 2017.7.26., 일부개정] ⇨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 [별표7] 경찰서 등급 구분

<표 1>에서 2005년～2017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경찰서 수는 2006년도 234개에서 2017년도에는 252

개로 10여 년간 18개가 증가하여 국민편익을 위한 치안

행정서비스 제공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체 경찰서의 57.14%가 1등급이며 2등급

15.87%, 3등급 26.98%로 1급지가 과반수이상이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주로 1급지이

며, 경찰서 신설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7년 사

이에 1급지 20개와 2급지 4개가 신설되나, 3급지는 6개

서가 감소되는데 이는 2급지로 승격된 때문이다.

(2) 경찰서 과 단위 조직유형 분석

분류

17개 지방경찰청 [2017년도]
경찰서등급

1급지 과단위 2급지 과단위 3급지 과단위
10과 9과 8과 7과 6과 5과 소계 7과 6과 5과 소계 6과 5과 4과 소계

서울 4 12 10 5 0 0 31 0 0 0 0 0 0 0 0
부산 0 1 3 4 6 1 15 0 0 0 0 0 0 0 0
대구 0 1 2 4 3 0 10 0 0 0 0 0 0 0 0
인천 0 1 4 3 0 0 8 0 0 0 0 0 0 1 1
광주 0 1 1 3 0 0 5 0 0 0 0 0 0 0 0
대전 0 0 2 2 2 0 6 0 0 0 0 0 0 0 0
울산 0 0 2 2 0 0 4 0 0 0 0 0 0 0 0
경기
남부 0 2 11 10 0 0 23 3 3 0 6 1 0 0 1

경기
북부 0 0 2 4 0 0 6 2 2 0 4 0 0 2 2

강원 0 0 2 1 0 0 3 2 1 1 4 0 1 9 10
충북 0 0 0 1 2 0 3 0 2 0 2 1 0 6 7
충남 0 0 0 2 2 0 4 0 5 1 6 0 3 2 5
전북 0 0 0 2 2 0 4 0 4 0 4 0 1 6 7
전남 0 0 1 2 0 0 3 0 3 2 5 0 1 12 13
경북 0 0 0 2 3 1 6 0 5 1 6 0 0 12 12
경남 0 0 0 5 5 0 10 0 3 0 3 0 0 10 10
제주 0 0 0 2 1 0 3 0 0 0 0 0 0 0 0
소계
(개) 4 18 40 54 26 2 144 7 28 5 40 2 6 60 68

총계 1급지 총계 144 2급지 총계 40 3급지 총계 68

※ 2017.07.22 사이버경찰청 전국경찰관서 안내 참조
지방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소개마당-조직과 업무

<표 2> 지방경찰청별 경찰서 등급별 과단위 조직 (2017년 기준)

경찰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는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및 5개과(경무과·생활

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기본으로

하되, 경무과·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형사과·경

비과·교통과·정보과·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들은 행정안전

부령 제3호7)에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전국 경찰서 과

단위 조직 변화8) 추이를 <표 2>에서 경찰서 1,2,3등급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제4절
제49조

8) 1991년~2010년대 경찰조직 연혁 변화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47)
-과단위의 증가는 기본 5과단위에서 과단위조직의 분리로 인한다.
-2005년 수사과가 수사과, 형사과로 분리.
-여성청소년과가 2005년 경찰청에 신설된 이후 2012년 101개 경찰
서, 2013년 17개 지방청 및 78개 경찰서에 신설.
-2017년 지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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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1급지 경찰서는 주로 7-8과, 2급지는 주

로 6과, 3급지는 주로 4과가 많은 조직 유형으로 운영되

고 있다.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1급지

경찰서는 경기도와 서울에 많으며, 서울은 8개과 조직

유형이 많고 경기도는 7개과 중심이다. 서울은 1급지

31개가 있고 2014년 이후 강남권역인 강남, 송파, 서초

및 영등포 경찰서를 중심으로 10개과 단위9) 조직이 전

국 최초로 구성되어 수사부서 치안수요 증가에 조직개편

과 근무자수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급 및 과 단위 조직 유형 변화를 반

영하여 수사부서의 인원수가 많고 치안수요가 높은 수도

권 혹은 대도시 1급지 경찰서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

하고 실태조사 하여 2014년 정책연구에 적용하였고,

2015년부터 경찰 수사부서 환경개선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에 1급지를 선정한 타당성

이 있다.

2.2. 경찰서 건축개요 및 사무실 면적 현황
(1) 전국 경찰서 건물의 건축 일반현황 분석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전국 경찰서 건물의 건축 일반현

황을 대지면적10)과 건축연면적11), 청사건립연대12)로 분

석하여 시범사업의 대상 선정의 잣대로 사용하였다.

체포 피의자 호송차가 진입할 수 있는 차량동선을 설

정하고 호송 차고를 신설할 수 있는 대지 내 여유를 검

9) 2014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최초로 수사과 내 지능범죄수사팀, 경
제범죄수사팀을 과로 승격시켜 지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분리, 9개과단위가 형성된다. 2017년 현재 서울지방청 산하 강남서,
영등포서, 송파서, 서초서가 2실(청문감사관실,112종합상황실) 10과
(경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지능범죄수사,경제범죄수사,형사,교통,경
비,정보,보안과) 로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10) 대지면적은 2005년도는 1000평 이상～4000평 이하가 202개서/86.32%
였으나 2014년도에 194개서/77.64%로 감소하고, 2014년 이후 2017년
도는 211개서/83.73%로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에 2005년 이후 2014
년에 7000평을 초과하는 경찰서가 15개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6
개로 감소하였고, 3000평 이상～5000평 이하인 관서가 2014년부터
증가하면서 중규모의 대지면적은 증가하였고 대규모는 다시 축소하
는 추세이다.
건축연면적은 2005년도에 1000평 이하～1000평 이하가 161개서
/68.80%이었으며, 2014년도는 3000평 이하～ 2500평 이상 규모인
관서수가 증가하였고, 2017년도는 4000평 이하～3000평 이하 규모
인 관서수가 증가하여 건축연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반면
에 연면적 1000평 이상～20,000평 이하인 경찰서 수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개로 증가하다 2017년 0개로 다시 감소하였다.

11) 전국 경찰서 건축 일반현황은 2005년 연구 시작 시 면적을 평으
로 계상하였기에 2014년, 2017년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부득
이하게 면적단위를 ㎡가 아닌 평으로 분석하였다.

12) 신축 혹은 개축 대상관서인 경과햇수 31년 이상～40년 이하는 67
개서/26.59%이다. 노후화된 경찰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D,E등
급이면 신축하므로, 30년 이상 사용하면 신축대상이라 할 수 있다.
1년에 3～4개관서의 신축을 진행하는 현재 경찰청 예산 집행율과
설계로부터 준공까지 약 3년이 걸리는 과정을 고려하면, 2017년 현
시점에서 경과햇수가 약 30년～50년 이상이 되는 1965년～1989년
사이에 건립된 79개 관서가 신축 대상일 경우 앞으로 20년 이상
이 소요될 것이며, 2027년에 도달하면 현재 21년 이상～30년 미만
인 90개 관서가 30년 이상～40년 미만의 신축대상으로 나타난다.

토하고, 건립연대 상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하 사용가

능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범사업으로 개선

된 공간모형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관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투자 효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 분
2017년도 2014년도 2005년도

관서수 % 관서수 % 관서수 %

대지면적
(평)

7000초과 6 2.38 15 6.00
6000이상-7000이하 8 3.18 11 4.40 9 3.85
5000이상-6000이하 13 5.16 11 4.40 9 3.85
4000이상-5000이하 32 12.70 24 9.64 19 8.12
3000이상-4000이하 47 18.65 34 13.60 33 14.10
2000이상-3000이하 56 22.22 55 22.00 61 26.07
1000이상-2000이하 76 30.16 81 32.40 89 38.03

1000이하 14 5.56 19 7.60 14 5.98
(총계) 252 100.00 250 100.00 234 100.00

건축
연면적
(평)

20,000이하 0 0 9 3.60
10,000이하 10 3.97 12 4.80
4000이하 11 4.37 6 2.40 13 5.56
3500이하 13 5.16 10 4.00 10 4.27
3000이하 34 13.49 25 10.00 21 8.98
2500이하 34 13.49 32 12.80 29 12.39
2000이하 52 20.64 50 20.08 52 22.22
1500이하 53 21.03 58 23.20 59 25.21
1000이하 45 17.86 48 19.20 50 21.37

(총계) 252 100.00 250 100.00 234 100.00

급지
분류

1등급 144 57.14 141 56.23 124
2등급 40 15.87 39 15.66 36
3등급 68 26.98 70 28.11 74

(총계) 252 100.00 250 100.00 234 100.00
청사
건립연대

년도 (경과햇수)
*2020년 기준 관서수 % 관서수 %

2010년대
2020-2015(5년 이하) 8 3.17 1 0.40
2014-2010(06-10년) 11 4.37 20 8.00

2000년대
2009-2005(11-15년) 28 11.11 19 7.60
2004-2000(16-20년) 36 14.29 47 18.80

1990년대
1999-1995(21-25년) 46 18.25 34 13.60 37 15.81
1994-1990(26-30년) 44 17.46 55 22.00 45 19.23

1980년대
1989-1985(31-35년) 39 15.48 28 11.20 44 18.80
1984-1980(36-40년) 28 11.11 26 10.40 36 15.39

1970년대
1979-1975(41-45년) 6 2.38 14 5.60 36 15.39
1974-1970(46-50년) 4 1.59 3 1.20 22 9.40

1960년대
1969-1965(51-55년) 2 0.79 2 0.80 8 3.42
1964-1960(56-60년) 0 0 1 0.40 6 2.56

(총계) 252 100.00 250 100.00 234 100.00

<표 3> 전국 경찰서 건축개요 및 청사건립연대 현황

건립 후 경과햇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수사부서 리모

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서는 약 51%로서 11년 이

상～20년 이하 64개서/25.04%이고 21년 이상～30년 이하

90개서/35.71%이다. 2005년 본 연구자가 최초 조사 당시

1960년～1970년대 건립한 경찰서가 72개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1960년～1970년대 건립한 경찰서가 20개로 대

폭 감소되었고, 2017년 기준으로 12개서로 감소되었다.

대부분이 RC구조인 경찰서 건물 수명은 최소한 30년

이상 50년 정도 내구 연한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 중에 노후설비와 사무실 실내 환경 개선에 대한 리

모델링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명확하다.

(2)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자수와 사무실 면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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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인원(명)

2014년도 관서수 전체부서
인원(명)

2014년도
관서수

%
1등급 2등급 3등급

160 초과 2 - - 600 이하 1 0.40
160 이하 7 - - 500 이하 3 1.20
140 이하 20 - - 400 이하 3 1.20
120 이하 21 - - 300 이하 2 0.80
100 이하 38 - - 250 이하 4 1.60
80 이하 39 3 - 200 이하 3 1.20
60 이하 11 8 1 150 이하 31 12.40
40 이하 8 25 14 100 이하 103 41.20
20 이하 - 3 53 50 이하 100 40.00
경찰서 계 147 38 18 250 100.00

※ 2014년 경찰청 수사과 통계 기준(2014.10.31.)

<표 4> 전국 경찰서 등급별 수사부서 근무자수

2014년 10월 전국 경찰서 등급별 근무자수를 분석한

<표 4>를 살펴보면 1등급서 수사부서 근무자수는 40

명 이하～160명 초과까지 근무인원 편차가 상당히 큰 편

이나 2,3등급 경찰서 수사부서의 근무인원은 주로 40명

이하～20명 이하로서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찰서

전체부서 근무자수는 주로 50～100명이 전체 250개의 약

80%이다. 1등급서가 전체 경찰서의 55.23%인 146개서인

데 그 수사부서 인원이 60명이상～140명이하인 경찰서가

118개로서 1등급서의 80.82%에 해당하므로, 전체부서 근

무자수 100명인 소규모 경찰서로부터 6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찰서까지 1등급 내에서도 치안수요의 격차가

매우 크다.

구 분
2014년도 관서수

%
수사과 형사과

수사부서
(수사과/형사과)
근무인원(명)

60 초과 17 47 6.3 / 18.9
60 이하 19 29 7.6 / 11.4
50 이하 32 27 12.9 / 10.8
40 이하 39 22 15.7 / 8.8
30 이하 49 13 19.7 / 5.2
20 이하 47 30 18.9 / 12.0
10 이하 47 82 18.9 / 32.9
계 250 250 100.0 / 100.0

※ 2014년 경찰청 수사과 통계 기준(2014.10.31.)

<표 5> 전국 경찰서 수사부서(수사과/형사과) 근무자수 현황

수사부서 근무자수를 분석한 <표 5>에서 형사과는 수

사부서 근무자수 60명 이상인 대도시 1등급 경찰서와

20명 이하인 지방 소도시 2,3등급 경찰서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수사과는 1급지 경찰서의 수사과 계통의 치안

수요도 있으나 수사부서 인원 30명 이하인 2ㆍ3급지 경

찰서에 개설된 수사과 수가 전체 경찰서의 과반수 이상

인 57.5%로 더 많다.

<표 4>와 <표 5>를 비교하여 보면, 경찰서 전체부서

인원이 100명 이하가 81.2%(203개)로 다수이지만, 1급지

에서 수사부서(수사과,형사과)인원이 60명 이상～140명

이하인 경찰서가 47.2%(118개) 이고, 경찰서에서 환경개

선으로 국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도시 1급지 수사

과와 형사과를 중심으로 개선할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구 분
1급지
면적(㎡)

2급지
면적(㎡)

3급지
면적(㎡)

수사과

과장실
(팀장 회의공간 포함) 27.26 25.59 15.36

수사지원팀 5.09 11.07 10.35
유치관리팀 7.11 8.84 7.61
사이버팀 8.13 10.21 7.61
지능팀 3.29 9.28 33.92
경제팀 8.89 10.74 8.62

형사과

과장실
(팀장 회의공간 포함) 27.66 28.00 15.00

형사지원팀 9.41 8.07 10.50
과학수사팀 8.72 7.64 12.60
실종수사팀 8.08 15.58 6.61
강력팀 6.86 7.71 5.96
형사팀 7.59 9.75 9.49

※ 2014년 경찰청 수사과 통계 기준(2014.10.31.), 조사영역인 진술녹화실
면적은 상기 표에서 제외하였고, 순수한 업무공간 면적임.

<표 6> 전국 경찰서 등급별 수사부서(수사과/형사과) 면적

<표 6>에서 전국 경찰서 등급별 수사부서(수사과/형

사과) 소속 팀별 사무실 평균면적을 살펴보았다.

수사과에서 방문자수가 많은 대민조사업무를 주로 하

는 팀은 지능범죄수사팀과 경제범죄수사팀이다13). 수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면적은 1급지가 3.29㎡로서 매우 협

소하고, 2급지는 9.2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반면에

3등급서는 33.92㎡로서 잉여공간이 너무 넓은 것으로 나

타났다. 1급지 지능팀 업무공간이 수사과와 형사과를 통

틀어 가장 과밀한 사무실임을 알 수 있다. 수사과 경제

범죄수사팀 사무실 평균면적은 1,3급지 경찰서가 2급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과에서 대민조사업무를 주로 하는 팀은 강력범죄

수사팀과 형사팀 이다14). 3급지 강력팀 사무실이 평균면

적 5.96㎡로 가장 적은 편이나 연간 사건수가 현저히 적

다. 1급지는 6.66㎡로 1등급서의 조사업무공간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근무특성을 반영하는 면적이 집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직원 1인당 7㎡에 민원인 3㎡를 더한 10㎡」로 산

13) 수사과 면적을 고찰함에 있어, <표 7>에서 조사한 과장실, 사이버
수사팀, 유치관리팀, 수사지원팀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
하고자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요 기관이 있거나 다수를 조사하여
야 하는 경우 집중수사팀이 수사과에 별도 편성된 경찰서도 있으
나 본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사이버 수사팀은 사이버 상의 사건
중심으로 수사하는데 사건이 증가 추세여서 방문자수가 늘고 있지
만 1팀만 있으며, 유치관리팀은 유치장 내부에서 교대 근무하므로
사무실면적은 환복용 개인 물품장을 두는 면적 정도가 필요하고,
수사지원팀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과 행정 및 재정업무 등
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14) 형사과 면적 고찰에서, 과학수사팀, 형사지원팀, 실종수사팀은 <표
7>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관할지역에 따라서 형사과
에 생활범죄수사팀, 마약범죄수사팀이 1개팀 규모로 편성되는 경우
도 있으며 본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과학수사팀은 형사팀, 강력
팀등을 지원하여 과학수사를 하므로 대민조사를 직접하지 않으며,
형사지원팀은 형사과 행정 및 재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실종수사팀은 2014년도에 상기 <표 7>의 통계를 작성하
던 당시에는 형사과 소속이었으나 이후 여성청소년과에 수사팀이
생기면서 실종수사업무가 이관되어 2017년 현재 형사팀에서 실종
수사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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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찰청 자체 수사부서 사무실 기준과 비교하면

1,3급지 경찰서는 사무실 내 조사업무공간의 면적이 부

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3급지는 연간 사건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1급지의 수사과, 형사과 사무실 내 조

사업무공간 면적이 부족하여 국민 편의를 보장하기 어렵

다고 해석된다.

3.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현황 실태조사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사무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표준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공간모형을 기획설계하기 위하여 수사부서 사

무환경 현황 실태조사를 2014년 시행하였고, 연구대상

표본 실태조사에서 경찰서 내 수사부서 업무공간의 위상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본 모집단으로 선정한 경찰서

로 연구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자

3인과 직접 방문하여 수사부서 사무실 배치현황을 준공

도면과 비교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수사부

서와 타부서 사무실 내 배치 및 업무 환경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 층의 부서별 사무실을 실측하고 사진촬영으로

환경을 기록하며, 동시에 사용자 행태를 관찰하고 인터

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1. 공간모형 기획을 위한 경찰서 표본 선정의 틀
표준 공간모형에 반영 가능한 유효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찰서의 수사부서 사

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고려하였으

며, 치안수요의 증가를 반영하는 경찰서 등급15), 수사부

서 과단위 조직구성, 근무인원, 관서가 위치한 도시 규

모, 청사 건립연대가 있다. 건축현황과 치안수요의 연관

성에 근거하여 표본 경찰서의 선정에 고려한 변수들은,

전국 경찰서 중에서 연구자가 주간 근무시간대에 방문

하여 1일 실태조사가 가능한 수도권 소재 7개 경찰서를

선정하였다.

첫째, 건축개요를 분석하기 위해 건축년도, 면적, 건축

물사용연한을 경찰서 규모 결정요인이 되는 과단위, 조

직구성, 근무인원과 비교하였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1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찰

서 중에서, 20년 이상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10년 정도

15) 1등급의 치안수요는 높으나 근무자 1인당 평균건축연면적은 2,3등
급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다. 1층의 조사업무공간을 개선함
으로써 사무실 공간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표준 설계 대상을 1등
급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치안수요증가율이 더 높은 대도시 도심지역 1등급경찰서와
지방 중규모 도시의 신도심지역 1등급경찰서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서 지방 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업무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경찰서 조사업무공간으로 실태조사 범
위를 축소하였다.

를 더 사용해야하는 기존건물 사례와 신축한지 5년 이

내인 새 건물 사례를 비교하였다.

셋째, 신도심 개발과 공동주거단지건설로 인한 인구증

가 및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설한 경찰서 2개소를

포함시켜 공간 밀도와 조직 구성, 사건 수 등의 변화 추

이를 구도심지 경찰서와 비교하였다.

넷째, 기존 경찰서 건물 내 수사부서의 현황 및 문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축 경찰서에서도 해소되지 못

한 문제점과 비교함으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표준

설계에 반영하여 지침으로 제시하기 위한 변수로서 준공

연도에 의한 조사시점인 2014년도까지 사용연한을 고려

하였다.

구 분 내 용

변
수

급지 1등급 경찰서
수사부서 내 조직구성 수사과 팀/인원 vs. 형사과 팀/인원
건축물 사용연한 신축 후 5년 이내 vs. 신축 후 20년 이상
도시 규모 대도시 vs. 중소도시
관서위치 및 관할구역16) 구도심지역 vs. 신도심개발지역
청사 건립연대 기존 경찰서 건물 vs.신축 경찰서 건물

<표 7> 공간모형 설계를 위한 경찰서 표본 선정의 변수

구분
표본
경찰서

등급 과단위
건축준공
(사용연한)

도시
규모

관할
구역

신설,
신축

수사부서
조직구성

서
울

SS 1 1실9과
1989
(25년)

광역
대도시

신도심,
강남

-
지능과

형사과경제과

SY 1 1실8과
1987
(27년)

광역
대도시

구도심,
강북

- 수사과 형사과

SJ 1 1실7과
2014
(0.5년)

광역
대도시

신도심 신축 수사과 형사과

경
기

SB 1 1실7과
1994
(20년)

중소
도시

신도심 - 수사과 형사과

WD 1 1실7과
2010
(4년)

중소
도시

신도심 신축 수사과 형사과

AM 1 1실7과
2012
(2년)

중소
도시

신도심
신설,
신축

수사과 형사과

BO 1 1실7과
2012
(2년)

중소
도시

신도심
신설,
신축

수사과 형사과

<표 8> 표본 경찰서 변수(2014년 기준)

3.2. 표본 경찰서 수사부서 배치 실태조사 분석
표본경찰서 사무실 실측 및 관찰 조사에서 건축도면

및 배치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사

부서 사무실의 실태를 수사과 및 형사과 이외의 수사 및

형사 지원팀 및 과장실, 과학수사팀, 여성청소년팀 사무

실 등과 비교하고자 경찰서 전 층의 사무실에 대한 실측

을 하였다.

(1) 부서별 조직 구성 및 근무 특성

수도권 1급지 중심으로 선정한 표본경찰서 수사과・형
사과 총인원 구성은 편차가 커서 적게는 60여 명부터 많

게는 200명 가까이에 이른다.

수사부서 근무자 수와 사무실 면적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히 1급지에서 내부근무 부서인 수사과의 경우

사건수가 증가하면 경찰근무자 수와 사건관련 내ㆍ외부

16) 서울특별시는 강북 구도심과 강남 신도심지역 구분, 지방은 수도권
위성도시인 중소도시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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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수가 3배수로 증가하므로, 사무실면적을 인원증

가와 비례하여 계속 증가시킬 수 없어서 팀별 사무실을

다른 층이나 별관으로 분산시켜 이러한 과밀현상을 해소

하려는 과정에서 방문하는 조사 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이

저하되는 사무실 배치 변화 과정이 관찰되었다.

지
방
청

표
본
경
찰
서

수사부서 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사과 형사과

수
사
과
장

수
사
지
원
팀

유
치
관
리
팀

지
능
팀

사
이
버
팀

경
제
팀

검
거
전
담
팀

분
석
지
원
팀

호
송
출
장
소

총
인
원

형
사
과
장

형
사
지
원
팀

과
학
수
사
팀

실
종
수
사
팀

강
력
팀

형
사
팀

총
인
원

서
울

SS 2 6 10 16 5 45 2 2 　 88 1 6 11 7 50 32 107

SY 1 7 10 12 5 27 　 　 4 66 1 6 8 5 31 24 75
SJ 1 7 10 10 7 21 3 　 　 59 1 6 7 5 36 28 83

경
기

SB 1 4 11 10 9 19 　 　 　 54 1 5 6 4 31 16 63
WD 1 4 0 8 6 18 　 　 　 37 1 4 6 4 26 20 61
AM 1 4 0 6 4 12 　 　 　 27 1 4 5 4 20 15 49
BO 1 5 0　 6 3 10 　 　 　 25 1 4 4 3 15 12 39

<표 9> 표본 경찰서 수사부서 조직 구성

신축하여 입주한지 6개월부터 5년 이내인 경찰서에서

도 대민조사를 많이 하는 수사부서는 사무실 내 증감하

는 근무자수를 대비하여 여분의 업무책상이 배치되어 있

고, 사건수가 많을수록 수사관들의 업무 효율 저하와 스

트레스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관찰된다. 특히 수사과

의 개방적인 실내 환경과 소음 등은 같은 공간 내 전원

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받는 내

용이 노출되어 인권 침해 요인이다.

형사과 형사팀은 주간 근무와 24시간 당직근무를 병행

하는 근무 특성이 있으며, 형사당직조사실에서 특히 야

간시간대에 집중되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업무 중심이

다. 형사과 강력팀은 외근 부서로서 주간에 외부 수사

활동 위주로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업무특성이 있으

며, 사무실에서 대민 조사업무도 하고 있었다. 개실형 팀

사무실 공간에 진술녹화조사실이 인접하여 있으나 인권

침해, 강압수사 우려가 있어 업무와 조사공간의 분리에

도 불구하고 주간에 항시 비어있는 팀별 사무실 공간에

대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서울청 관할 권역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SS경찰서는

수사과・형사과 총인원이 195명에 달하여 실태조사 시점

에 수사과를 지능범죄수사과와 경제범죄수사과로 분할하

였고, 수사과사무실들은 통합하여 개방형 업무중심사무

실로 조성하고, 업무공간과 분리하여 대형 조사실을 2개

로 조성하여 공간효율을 높이고 피조사자인 국민의 편의

를 보장하는 방안을 경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수

사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는 되었으나 조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나 인권보호는 취약한 기존의 개방형 조사

공간 배치를 고수하고 있다.

(2) 수사부서 사무실의 공간배치 유형

2014년도 표본 경찰서 실태조사에서 2006년부터 전국

경찰서 수사과・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등의 수사부서

에 진술녹화실을 조성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부서별, 팀별로나 수사관의 수사방식에서 편차

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10>에서, 책상배치 유

형을 실측하고, 사용자인 수사관 업무행태 관찰 및 조

사 대상자 행태 관찰을 하였다.

지
방
청

표
본
경
찰
서

수사부서 사무실 책상배치유형(2014.07-08 실태조사)

수사과 형사과
지능팀 경제팀 강력팀 형사팀

서
울

SS

SY

SJ

경
기

SB

WD

AM

BO

<표 10> 수사부서 사무실 책상배치 유형

1) 수사과 공간배치 분석

수사과에서 대민수사부서는 경제범죄수사팀과 지능범

죄수사팀이다. 대부분의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책상배치

유형에서 과거의 미로형 책상배치 방식과 성인의 키 높

이에 달하던 높은 사무용 칸막이가 착석자의 눈높이 정

도인 120cm정도까지 낮아져서 사무실 내부에서 폐쇄성

은 사라지고 개방형 사무실로 전환되었으나, 수사관의

업무편의 위주로 업무책상에서 수사와 조사를 병행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경찰서 방문부서는 수사부서(수사과,

형사과)가 78.5%17)에 달하는데 반해 여전히 시민들을 위

한 조사공간의 편의가 보장되지 못하여, 시민들은 현재

의 수사과 사무실 내 개방형 조사공간이 집중도를 떨어

뜨리고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조용한 공

17) ‘경찰서 사무환경 및 조사환경에 대한 경찰관 인식도 설문’ 조사에
서, 조사 대상자의 경찰서 방문이유는 민원접수(31.3%)>피해자조
사(29.0%)>피의자조사(19.0%)>참고인조사(16.1%)>기타(4.6%)로
나타났다. 방문부서는 수사부서(57.3%)>형사(21.2%)>교통(13.3%)>
여성청소년(5.0%)>생활안전(0.9%)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수사과
정 경험횟수는 2회(46.4%)>3회(24.1%)>1회(20.2%)>4회(6.0%)로
나타났다(최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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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조사를 받기 원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의 조사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최대현의 시민인식도

조사와 본 연구자의 실태조사 결과가 일치한다.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사무실은 업무책상을 마주보는

병렬형 혹은 ㄷ자형으로 배치하여 책상 앞에 피조사자용

의자들을 두고 넓은 통로 혹은 중앙 홀을 마주보는 여

유 공간이 있으므로 수사공간과 조사공간을 영역 분리하

면 기존 수사부서 면적 내에서도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형사과 공간배치

형사과에서 대민조사업무를 주로 하는 팀은 형사팀이

며 형사팀은 형사당직조사실에 모든 팀의 책상을 배치하

고 있으나,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당직팀이 형사당

직조사실에서 당일의 사건을 맡는 내부근무와 사건이 있

으면 외부출동을 한다. 형사당직조사사무실은 24시간 운

영되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호송되어 오는 체포피의자

와 사건이 경찰서로 인계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개방형 대기공간에서 대기, 조사받기 때문에 실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려움이 있다. 주로 야간에 주취자

들이 많은 특성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사무실 내 소음

과 소요를 일으켜, 당직이 아닌 수사관들이 근무할 때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

형사당직조사실은 체포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차단하는

물리적인 대기공간의 보안영역 설계가 최우선으로 고려

되어야 하고 피해자 동선 분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호송

차고-대기공간-조사실-업무공간의 영역별 보안단계를

표준설계 공간모형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형사과 강력팀은 체포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을 팀

사무실 혹은 강력팀 전용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피의

자 동선 분리 없이 시간차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사무

실은 책상을 ㅡ자형으로 배치하고, 책상 앞에 피조사자

용 의자들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 주간 시간대에 외부

근무부서이므로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서도

강력팀 사무실들을 보안영역으로 격리시키기 위하여 2층

이나 별관 등의 외진 위치에 복도에 면하게 일렬로 배치

하여 보안복도로 설정하는 공통성이 있다. 격리된 공간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가혹한 행

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으며, 수사관들은 피의자 도주

부담을 항시 안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모든 체포피의자 조사는 보안이

보장되고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는 형

사당직조사실에서 하여 피의자 신원노출을 최소화하여

인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도주우려로 인한 수사관의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통합당직실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표본경찰서 수사과․형사과 경찰관 1인당 사건수

서울지방경찰청 표본 경찰서 사건수
전체
조사자수

경찰
인원

경찰1인당

사건수 조사자수

SS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 - 16 - -
경제범죄수사팀 - - 45 - -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 - - 2 - -

형
사
과

형사팀 7,387 17,971 39 189.41 460.79
(실종수사팀) 13 41 7 1.86 5.86
강력범죄수사팀 2,215 7,160 50 44.30 143.20

SY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1,779 4,922 12 148.25 410.17
경제범죄수사팀 4,757 13,172 25 190.28 526.88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 3 6 2 1.50 3.00

형
사
과

형사팀 4,121 10,098 24 171.71 420.75
(실종수사팀) 1 3 5 0.2 0.6

강력범죄수사팀 1,355 3,443 31 43.71 111.06

SJ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671 2,085 10 67.1 208.50
경제범죄수사팀 3,978 11,761 21 189.43 560.05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 58 137 3 19.33 45.67

형
사
과

형사팀 5,122 12,907 28 182.93 460.96
(실종수사팀) 11 28 5 2.20 5.60

강력범죄수사팀 1,998 4,819 36 55.50 133.86

<표 11> 수사․형사과 경찰1인당 사건수(2013 기준, 경찰청 통계)

경기지방경찰청 표본 경찰서 사건수
전체
조사자수

경찰
인원

경찰1인당

사건수 조사자수

SB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851 3,348 10 85.10 334.80

경제범죄수사팀 3,810 11,241 19 200.53 591.63

형
사
과

형사팀 2,387 6,257 16 149.19 391.06
(실종수사팀) 8 19 4 2.00 4.75
강력범죄수사팀 2,544 6,155 31 82.06 198.55

WD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785 3,152 8 98.13 394.00

경제범죄수사팀 3,226 9,412 18 179.22 522.89

형
사
과

형사팀 3,102 8,592 20 155.10 429.60
(실종수사팀) 4 11 4 1.00 2.75
강력범죄수사팀 2,090 5,360 26 348.33 206.15

AM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411 1,405 6 68.5 234.17

경제범죄수사팀 2,217 6,678 12 184.75 556.50

형
사
과

형사팀 1,917 5,080 15 127.80 338.67
(실종수사팀) 13 37 4 3.25 9.25
강력범죄수사팀 2,271 5,409 20 113.55 270.45

BO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246 1,300 6 41.00 216.67

경제범죄수사팀 1,646 4,472 10 164.60 447.20

형
사
과

형사팀 1,674 4,203 12 139.50 350.25
(실종수사팀) 1 3 3 0.33 1.00
강력범죄수사팀 1,160 2,693 15 77.33 179.53

<표 12> 수사․형사과 경찰1인당 사건수(2013 기준, 경찰청 통계)

수사부서 업무량 실태조사는 표본 경찰서 수사과 지능

범죄수사팀과 경제범죄수사팀,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의 년간 사건수 합계(사건처리현황)와 전체 조사

자수 합계(피의자+피해자+참고인), 경찰관1인당 평균 조

사자수, 사건수를 <표 11>과 <표 12>로 분석하였다.

경찰관 1인당 사건수의 2.4～3배수 이상의 피조사자수

가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2회, 참고인조사를

1회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경찰서를 방문하는 전체 조사

자수가 3배 증가하는 것이 사건수와 조사자수 통계에서

확인되었다.

(4) 수사․형사과 근무자 일인당면적 실태조사

2014년도 표본 경찰서 실태조사18)는 경찰청의 협조를

18) 표본 경찰서에서 실태조사한 실측도면, 층별 사무실 배치, 동선죠
닝은 본 논문에는 경찰서 보안상 도면을 공개하기 어려워 제외하
였으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한 표준설계 공간모형 변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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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해당경찰서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부서 사무실의

기존 조직현황을 파악하고 각 팀사무실 면적을 실측조사

하여 분석한 근무자 일인당 면적을 다음 <표 13>과

<표 14>로 작성하였다. 현황 실측으로 기존 수사부서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배치하여 낭비되고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면 업무공간과 조사공간 분리가 가

능한 사무실 배치를 할 수 있겠는가를 배치유형과 점유

면적으로 확인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표본경찰서

경찰
수

사무실 면적 경찰
1인당
면적실별면적(㎡) 합계(㎡)

SS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16 지능팀167.1 167.1 10.44

경제범죄수사팀
(악성사기전담팀)

47
경제(1-6)팀196.3 196.3 4.18
민원상담조사31.5,
경제팀통합조사실70.8+64.4

166.7 3.55

수사지원팀
경제수사지원팀
(과장2포함)

8 수사지원팀50.2 110.3 13.78

2
경제과장실25.8, 25.8 25.8
지능과장실34.3 34.3 34.3

형
사
과

형사팀 39 형사팀293.0 7.51 7.51
(실종수사팀) 7 실종수사팀38.9 5.56 5.56

강력범죄수사팀
(주폭팀포함)

50

강력1팀42.3, 2팀42.3,
3팀20.8, 4팀63.7, 5팀42.3
6팀41.3, 7팀33.8, 8팀42.9,
강력계장30.6

360.0 7.20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6
1
형사지원팀45.8 45.8 7.63
형사과장실25.8, 25.8 25.8

SY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12 지능팀108.0 108.0 9.00
경제범죄수사팀
(악성사기전담팀)

27
경제(1-3)팀239.0,
진술녹화실(1-4)51.5

290.5 10.76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7
1
수사지원팀50.6 50.6 7.22
수사과장실 26.8 26.8 26.8

형
사
과

형사1-5팀 24

형사(1,2,3)팀39.8,
형사당직수사실99.8,
당직실9, 형사4팀20.4,
진술녹화실17.3,
진술녹화실10.4,
모니터실16.2

240.4 10.02

(실종수사팀) 5 실종수사팀27.5 5.50

강력범죄수사팀
(주폭팀포함)

31

강력1팀40.4, 2팀40.4,
3팀41.6, 4팀40.4, 5팀40.4,
6팀43.2, 강력계장실12.5,
진술녹화실(1,2)19.7,
모니터실5.4

284.0 9.16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6
1

문서고3.9, 복사/탕비실13,
형사지원팀60.9,

104.6 17.43

형사과장실26.8 26.8 26.8

SJ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10 지능팀68.7 68.7 6.87
경제범죄수사팀
(악성사기전담팀)

24
경제1팀71, 경제2팀71,
숙직실22.8

164.8 6.87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7
1
수사지원팀45.7 45.7 6.53
수사과장실32.0 32.0 32.0

형
사
과

형사팀 28

형사(1,2,3,4팀)142.4,
형사당직조사실53.1,
숙직실22.9, 모니터실20.3,
진술녹화실21.4

260.1 9.29

(실종수사팀) 5 실종수사팀44.2 44.2 8.84

강력범죄수사팀
(주폭팀포함)

36

강력1팀44.2, 2팀43.5,
3팀43.5, 4팀46.2, 5팀36.2,
6팀 35.2, 주폭팀35.8,
진술녹화실25.2,
강력계장실35.6

345.4 9.59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6
1
형사지원팀42.8 42.8 7.13
형사과장실33.9 33.9 33.9

<표 13> 수사․형사과 경찰1인당 사무실 면적 (2014.07-08 실태조사)

안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경기지방경찰청 표본
경찰서

경찰
수

면적 경찰
1인당
면적실별면적(㎡) 합계(㎡)

SB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10 지능수사팀115.7 115.7 11.57

경제범죄수사팀 19

경제팀191.8,
경제팀장실15.5,
당직실18.3, 모니터실9.5,
진술녹화실(1,2)40.7

275.8 14.52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수사지원팀13.7, 창고3.6,
수사지원팀57.5, 서고13.7,

88.5 22.13

수사과장실47.5 47.5 47.50

형
사
과

형사팀 16 형사당직팀139.8 139.8 8.74
(실종수사팀) 4 실종수사팀 57.6 14.40

강력범죄수사팀 31
강력(1,2)팀68.7,
강력(3,4,5)팀129.4

198.1 6.39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5
1
형사지원팀37.3 7.46
형사과장실47.9 47.9 47.90

WD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8 지능팀75 75.0 9.38

경제범죄수사팀 18
경제1팀58.5, 경제2팀88,
진술녹화실17.1

163.6 9.09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수사지원팀48.3 48.3 12.08
수사과장실 - -

형
사
과

형사팀 20 형사팀142.4, 숙직실37.6 180.0 9.00
(실종수사팀) 4 실종수사팀34.5 34.5 8.63

강력범죄수사팀 26
강력1팀23.8,
강력(2,4)팀83.4,
강력3팀33, 강력5팀42.5

182.7 7.03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형사지원팀43.3 43.3 10.83
형사과장실38.4 38.4 38.40

AM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6
지능팀59.7, 당직실9.3,
진술녹화실6.7

75.7 12.62

경제범죄수사팀 12 경제팀125, 진술녹화실7 132.0 11.00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수사지원실72.2, 당직실6.8 79.0 19.75
수사과장실36 36.0 36.00

형
사
과

형사팀 15
형사팀130, 당직실24.3,
진술녹화실(2,3)14

168.3 11.22

(실종수사팀) 4 실종수사팀 33.3 33.3 8.33
강력범죄수사팀 20 강력팀177.4 177.4 8.87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형사지원팀49.5 49.5 12.38
형사과장실33.5 33.5 33.5

BO
경
찰
서

수
사
과

지능범죄수사팀 6 지능팀81.1 81.1 13.52

경제범죄수사팀 10
경제팀150.2, 당직실15.6,
진술녹화실32.3

198.1 19.81

수사지원팀
(과장1포함)

5
1
수사지원팀80 119.6 23.92
수사과장실39.6 39.6 39.6

형
사
과

형사팀 12
형사당직수사실70.7,
형사(1,2,3)팀53.4,
당직실26.5

150.6 12.55

(실종수사팀) 3 실종수사팀45 45 15.00

강력범죄수사팀 15
강력(1,2,3)팀77.1,
당직실20, 진술녹화실27

124.1 8.27

형사지원팀
(과장1포함)

4
1
형사지원팀42.6 42.6 10.65
형사과장실25.4 25.4 25.40

<표 14> 수사․형사과 경찰1인당 사무실 면적 (2014.07-08 실태조사)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수사과와 형사과 각각의 팀사무

실 면적을 합산하였는데, 대체로 정부청사표준인 1인당

업무면적 7㎡에 조사면적 3㎡를 더하여 10㎡ 면적 범위

에 해당하였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어진지 25년된 관서인 SS경찰서나

신축하여 입주한지 반년밖에 안된 관서인 SJ경찰서 수사

과에서 조사공간 확보가 어려움을 알 수 있어 광역 대도

시에 위치하여 1인당사건수가 연간170～180건으로 치안

수요가 높을수록 수사부서사무실 밀도가 높고 조사업무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경기경찰청의 신축한지 2년차인 AM경찰서와

BO경찰서의 경우에도 조사업무공간 면적에 여유가 있어

중소도시일수록 치안수요가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조사업

무환경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경찰청의 지

어진지 20년된 관서인 SB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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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연간200건 이상으로 매우 높은 치안수요가 있지만

조사업무공간 면적도 약15㎡로서 충분한 면적으로 조사

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근무자 일인당 면적 실태조사 결과, 수사부서 사무실

면적이 경찰청 자체기준인 10㎡를 상회하면 업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다.

(5) 수사환경에 대한 시민과 경찰관 인식도 분석결과

선 기술한 2014년 경찰청 정책연구 과정에서, 공동연

구자 최대현은 전국 경찰서에 대한 수사 환경에 대한 일

반시민 및 경찰관 인식도19)를 파악하였다.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찰수사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줄 필요

가 있고, 조사공간을 분리해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주취난동자 등 주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별도의 조사공간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

하며, 체포·구속 피의자의 도주방지에도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

자가 동일한 기간 동안 모형분석을 위하여 표본 모집단

인 경찰서를 선정하고, 실측 및 관찰조사를 통하여 경찰

서 수사부서 사무실 공간배치와 근무자 업무행태를 분석

한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앞서 <표 4,

5, 6>에서 분석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표본경찰서 수사부서 사무실 실태조사의 소결

경찰청은 대도시와 특별시에서 1급지 경찰서의 분포도

가 증가되었으며, 수사부서 치안수요 증가에 조직개편과

근무자수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 표본경찰서 수사부서

실태조사에서 부서별 과단위 조직 구성, 근무 인원, 근무

특성, 수사과․형사과 경찰관 1인당 사건수, 수사부서 사

무실의 공간배치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표준설계 공간

모형에서 해소하여야 하는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을 <표

15>에 요약해 보았다.

19) 최대현은 2014년 경찰청 수사국 정책연구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
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경찰관서 표준 설계방향’을 위한 설문조사
를 2014년 8월 12일부터 약 1개월 간 전국 경찰관서 경찰관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우선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의
혼재로 소음이 심하고 종종 체포된 피의자의 소란행위 등으로.....사
무환경이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둘째,
현재의 수사환경은 별도의 조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경찰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
약한 것으로 조사......셋째,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별도로 조사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조사 및 인수인계 과정에 피의
자의 도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넷째, 조사공간과 사무
공간의 혼재로 발생하는 소음과 소란행위 등이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려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다섯째,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보호에 취약한 조사환경이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환경은 도주에 대한
우려 등을 야기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대현, 2014).

구 분 내 용

문
제
점

급지/
도시규모

대도시 1급지 경찰서는 지어진지 25년 된 경찰서 뿐 아
니라 신축한지 반년 밖에 안 된 경찰서에서도 수사부서
에서 조사업무공간 확보가 어려움.

사용연한/
실 배치

경찰서 건축 후 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팀사무실들이
별관 등으로 흩어져서 분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국
민 접근성과 편의성 저하

1인당
사건수

경찰 1인당 사건수가 연간170～180건으로 치안수요가 높
을수록 방문자수가3배수로 증가하여, 수사부서사무실 밀
도가 높고 조사업무환경이 열악

1인당
면적

1급지의 수사과, 형사과 사무실 내 조사업무공간 면적이
부족하여 국민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움.

과단위
조직

수사부서 인원이 많은 경찰서일수록, 대민조사를 많이 하
므로 치안수요와 사건수가 많을수록 수사관들의 업무 효
율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

공간
배치유형

개방형사무실의 책상 앞 조사방식은 수사과 경제팀과 지
능팀, 형사과 형사팀의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받는 내용
이 타인에게 노출, 인권침해 요인.

개
선
점

정책
제안

수사부서 사무실들은 통합하여 업무중심의 개방형 사무
실로 조성하고, 조사실들을 업무공간과 분리하여 모음으
로서 공간효율을 높이고 피조사자인 국민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수사와 조사공간의 완전한 분리로 업무방식 변
화시키는 정책 제안.

수사부서
면적기준

근무자 일인당 면적 실태조사 결과, 수사부서 사무실 면적
이 경찰청 자체기준인 10㎡를 상회하면 기존면적 내에서
수사부서의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여 피조
사자의 사생활 보호와 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동시
에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획 가능.

수사부서
환경개선

1급지에서 수사부서(수사과,형사과)인원이 60명 이상～140
명 이하인 경찰서가 47.2%(118개) 이고, 경찰서에서 환경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향상하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
적 투자 원칙 수립.

대지/
차량동선

체포 피의자 호송차가 진입할 수 있는 차량동선을 설정
하고 호송차고를 신설할 수 있는 대지 내 여유를 검토

사용연한
연장

건립연대 상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하 사용가능한 기간
이 남아있고, 시범사업으로 개선된 공간모형을 최소 10
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관서 선정, 사업비 투자 효율을
검토.

저층부
리모델링

사용 기간 중에 노후설비와 사무실 실내 환경 개선에 대
한 리모델링은 기존 경찰서의 수사부서 사무실 면적 내
에서 대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저층부인 1,2층을 리모델
링하는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기획

<표 15> 수사부서 공간모형 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4.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4.1.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표본 경찰서 수사부서 실태조사 분석을 근거로 하여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의 전제조건을 도출하였다.

첫째, 피조사자들의 경찰서 방문부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사과와 형사과가 있는 ‘수사부서 사

무환경 개선’이 경찰서 사무환경개선에 있어서 가장 우

선순위로 필요하다.

둘째, 수사부서의 업무효율 향상과 집중도 있는 조사

업무를 보장하고 동시에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업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건1건당 최소한 2-3배수인 ‘피조사자 방문빈도

를 반영하여 조사실의 개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 수사부서의 동일면적에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하여 업무공간과 조사공간으로 분리함으로서 피

조사자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국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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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은 첫째, 수사부서 업무공간

의 수사 업무 효율성 보장하고 둘째, 수사부서의 대민지

원기능과 공공성을 지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

(1) 수사부서 업무공간의 수사업무효율성 보장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에 적용하여 수사업무 효

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표 16>으로 제시한다.

1) 수사부서의 단계별 보안단계를 구축한다.

수사부서를 임의수사영역과 강제수사영역으로 구분,

일반적인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공간과 수사업무공간을

보안단계가 낮은 임의수사공간에 배치하고, 체포피의자

를 조사하는 형사당직조사공간 및 유치장을 강제수사영

역으로 구분하여 보안단계을 높임으로서 경찰서 1,2층에

배치되는 수사부서의 단계별 보안단계를 구축한다.

체포피의자 관리 및 이동동선 보안, 보안출입구·통로,

피의자·피해자 분리, 유치장 입출감 통로, 수사문서고(수

사서류보관)같은 기타 특수공간의 보안확보 방안을 검토

하고 표준설계 공간모형에 포함한다.

2) 체포피의자 집중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체포피의자는 호송차로부터 형사당직조사공간의 보안출

입구·통로를 거쳐 유치장 혹은 형사당직조사공간으로 이

동하게 하여, 체포피의자 조사과정의 체계적인 인권보호 뿐

만 아니라 체포 피의자 도주 방지, 체포현황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보안등급 상위에 해당하는 강제수사영역에

구축한다.

3) 지역경찰관 업무인계 지원시스템을 반영한다.

지역경찰관들이 체포피의자 사건을 지구대를 거치지 않고 바

로 경찰서 수사부서로 호송-사건처리-신병인계 절차에서 지

역경찰과 수사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인계를 위하여 지역경찰

업무공간을 형사당직조사실에 배치한다.

4) 호송차전용 보안차고 영역 신설한다.

피의자 신병의 검찰 호송의 효율성을 위하여 형사당직

조사공간의 보안출입구·통로와 연결되는 호송차전용 보

안차고에서 안전하게 차량으로 탑승․이송하게 한다.

5) 피의자 대기공간의 안전을 시설표준으로 제안한다.

형사당직조사공간에 체포피의자를 위한 안전한 대기실

시설표준으로서 소음차단이 가능한 투명하고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전면칸막이벽과 문이 있는 대기실에 자해행

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의자를 설치하고, 2개실로

구분하여 피의자유형별 분리 대기가 가능하게하고, 형

사당직자들이 관찰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소요행위,

도주나 자해를 방지한다.

전제조건 세부지침 목표

표
준
설
계

공
간
모
형

1.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

-치안수요 높고 노후화된 1급지 경
찰서에서 미래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관서를 수사부서환경
개선 대상으로 선정

1.수사부서
업무공간의

수사업무

효율성 보장

2.수사부서의

치안서비스
기능과

공공성 지원

2.기존
수사부서
동일면적에서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건축물 가치
향상

-1,2층 저층부 전체공간의 수사부서
사무실들의 재배치를 계획하여, 부분
적이고 무계획한 공간분할과 유지관
리비용증가를 방지
-리모델링으로 기존 건축물의 사용
연한 연장

3.수사․형사
보안단계별
영역을 구분,
접근성 제어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의 공간영역과
동선 분리
-피해자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동선 및 조사영역에서
피의자와 분리
-피의자 신원이 공공영역에서 노출되
지 않게 보호하고 도주 우려를 차단

4.업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

-대민수사 업무효율과 피조사자 인권
을 보장
-국민을 위한 개인사생활을 보장하는
조사공간 영역확보
-경찰근무자를 위한 소음 차단되고
수사정보 보호되며 업무효율 높은사
무공간 영역보장
-수사관들과 피조사자들의 접근성
편의를 보장하는 위치에
일반시민(피해자, 참고인)을 위한
조사실, 진술녹화실을 별도영역으로
구분하되 사무실과 인접 배치

5.조사실
개수 산정

-피조사자 수사과․형사과 방문빈도
반영하여 조사실 개수 부족하지 않게
치안수요를 반영하여 산정.
-2인의 수사관이 조사에 들어가는
참여경찰관 제도를 지원하도록 2개
조사실 사이에 가변형 칸막이 혹은
접이문을 두어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팀원의 조사에 참여

<표 16>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의 개요

(2) 수사부서의 치안서비스 기능과 공공성 지원

국민을 위한 편익 보장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

사환경을 제공하여 경찰서의 대민지원기능과 공공성을

지원하는 지침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한다.

1) 일반민원인 대기공간을 유지한다.

경찰서 1층 로비에 일반민원인 대기공간을 배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공공영역에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2) 수사과 민원상담실을 신설한다.

수사과 조사실영역으로 들어가는 전이공간에 민원상담

실을 배치하여 변호인과 수사관이 수사과 민원인의 상담

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3) 조사를 업무와 분리하여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었던 기존 조사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조사영역을 업무영역과 완전히 분리한

다. 조사영역을 보안단계별로 구분하고 위험한 체포

피의자와 분리하여 일반 민원상담이나 참고인조사를 위

하여 방문하는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영역→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영역→체포피의자 조사영

역]의 순으로 보안을 3단계로 구축하고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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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당직조사공간 내 의무실기능 신설을 권유한다.

의무실을 신설하여 체포피의자들의 체포사유 및 적정

성, 신원 및 건강 이상여부 등을 확인후 대기하게 한다.

4.2. 수사부서 보안의 단계별 적용 개념
(1)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의 영역과 동선죠닝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에서 동선과 죠닝을 크게

임의수사영역과 강제수사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림 1> 임의수사영역과 강제수사영역의 분리

1) 임의수사영역: 수사과 및 형사과의 업무영역과 조사실영

역을 포함 한다. 누구나 출입가능한 공공영역인 경찰서 1층

로비는 보안이 되지 않는 0단계, 수사과와 형사과의 복도 및

일반조사실은 근무자인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와

참고인이 상담 및 조사를 받기위하여 출입 가능한 보안1단계,

수사과와 형사과의 사무실은 팀별 구성원 및 출입을 허가받은

경찰만 수사업무를 위하여 출입 가능한 보안2단계로 구분하여

각 보안단계별로 디지털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제어한다.

2) 강제수사영역: 형사당직조사실, 유치장영역을 포함한다.

형사과 보안복도(통로)가 보안1단계, 출입자의 신원확인

이 이루어지고 디지털신분증으로 출입하는 담당수사관 및 허

가받은 지역경찰이 출입 가능한 보안출입구가 보안3단계,

모든 체포피의자를 조사하는 형사당직조사실내부도 이중보안

문을 두어 가장 보안단계가 높은 보안3단계에 해당한다. 그

내부에 체포피의자 조사실과 진술녹화실을 둔다. 모든 출입자

를 제어하고 CCTV로 관찰하는 카운터인 형사당직데스크 내

부는 보안4단계이다. 형사당직조사실에서 유치장영역으로 직

접 혹은 보안통로를 거치도록 연결하여 체포피의자 이동경로

에서 보안2-3단계를 항상 유지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수사과

혹은 수사지원팀이 유치장에 인접하던 기존 경찰서 배치방식

을 변경, 형사당직조사실이 유치장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2) 단계별 보안개념을 적용한 수사부서 공간모형 개념

유치장운영 경찰서와 비운영 경찰서로 나누어 단계별

보안 개념을 공간모형의 영역과 동선죠닝에 적용한다.

<그림 2> 유치장 운영관서의 보안단계별 동선죠닝

<그림 3> 유치장 비운영관서의 보안단계별 동선죠닝

(3) 형사당직조사공간 표준설계 공간모형

형사당직조사공간은 호송차고로부터 사무실까지 체포

피의자를 집중 관리하고 조사하는 강제수사영역으로서,

수사부서 내 해당사건의 팀별 당직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실과 진술녹화실, 화장실, 피의자대

기공간을 둔다.

체포피의자 집중관리 시스템

체포피의자동선
지역경찰동선
피해자동선

<그림 4> 형사당직조사 공간모형

1) 체포피의자 이동경로는 피해자 동선과 분리한다.

[호송차 보안차고] ⇆ [보안통로] ⇆ [형사당직조사공간]

⇆ [체포피의자보안대기실] ⇆ [당직팀조사]

2) 피해자 조사는 형사당직팀장이 상주하는 당직데스크에서

가장 가까운 진술녹화실에서 하되 보안3단계 영역으로 들어오

지 않게 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동선을 분리한다.

3) 피의자를 보호하는 대기실과 남녀화장실을 설치하여

피의자 및 수사관들이 당직조사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아

도 되도록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형사당직조사공간 내부

보안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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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과 및 수사과 표준설계 공간모형

경찰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으로 수사업무공간을 조사공

간과 별도영역으로 분리하고, 업무공간은 팀중심 대면형

책상배치를 하여 팀장이 팀원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개인별 문서장을 개방형사무실 내 칸막이벽처럼 활용하

고, 접견테이블 및 복사탕비장을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지능팀사무실, 강력팀사무실, 형사팀사무실 마다 배치한

다. 과장실과 지원팀을 팀사무실에 인접 배치하여 수사

지휘와 업무지원을 한다. 수사지원팀에 수사문서고를 설

치한다. 민원상담실을 거쳐 진입하도록 한 조사공간은

업무공간과 인접하게 배치한다(면적은 그림에 표기).

팀업무/회의

당직데스크

형사당직조사형사팀

업무

강력팀

업무
체포
피의자
대기실

보안통로

진술녹화/모니터/진술녹화

보안
호송차

고

보안통로

형사과장보안문 보안문

보안문

보안문 보안문

진술녹화/모니터/진술녹화

<그림 5> 형사과 팀별 업무 공간모형 예시

진술녹화/모니터/진술녹화

수사문서고

보안통로

수사지원팀

수사과장

경제팀 업무 지능팀 업무

보안문 보안문

보안문 보안통로

수사조사실

<그림 6> 수사과 팀별 업무 공간모형 예시

5. 수사부서 표준설계 시범사례 분석

5.1. 시범사례 분석의 틀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시공된 결

과가 경찰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으로 적정한지를 검증하

고자 수사부서 배치와 보안단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

간모형의 적용 시기별로 신설경찰서 신축사례 1개서, 기

존경찰서 리모델링 사례 2개서를 선정하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 시범사례인 경찰서 3개서를 방문하여

배치 현황을 도면검토 및 사진촬영으로 실태조사하고,

사용자 행태관찰과 팀장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안단계별

출입과 동선조닝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동선
SYMBO
L

미국법원시설
보안단계별 동선
분류체계 참고

한국경찰시설
경찰서 수사부서 실명

공공 동선
제한 동선 (직원동행)
보안 동선 (직원전용)

동선/출입 통제지점 보안출입구

공공 수직동선 비상계단(좌/우), 주차장ELV

제한 수직동선 중앙계단/ELV

보안 수직동선 유치장 출입계단/ELV

화물 수직동선

<표 17> 한국경찰시설 보안단계별 동선 분류

출입
SYMBOL

미국법원시설
보안단계별 출입
분류체계 참고

한국경찰서시설
경찰서 수사부서 실명

신원확인 없는 공공출입
민원대기공간, 수사상담실,
화장실, 직원휴게실, 비상계단

신원확인 하는 공공출입

수직동선(ELV,계단실),
수사과/형사과 조사실,
유치인면회실(면회신청인),
변호인접견실(변호사)

신원확인 하는 공공출입,
미사용시 잠금

민원안내실

경찰동행 하는 제한출입,
잠금장치없음

수사과/형사과 진술녹화실(AV녹화),
모니터실, 변호인접견실(피의자/유치인)

경찰동행 하는 제한출입,
원격 출입통제

호송차고 보안셔터/보안통로

경찰동행 하는 제한출입,
직접
출입통제/잠금장치있음

수사과/형사과 팀사무실,
형사통합당직실(체포피의자조사)

직원동행 하는 제한출입,
카운터/창구 서비스

형사당직데스크, 유치인면회실(유치인)

프라이버시 잠금장치 과장실, 수사/형사 지원팀사무실

보안출입, 허가받은 직원 유치장(보안통로 외부출입구)

보안출입,
유치인/유지관리팀원

유치장(보안통로 내부출입구)

출입 육안확인, 일방향

출입 육안확인, 양방향

<표 18> 한국경찰시설 보안단계별 출입 분류

<표 17, 18>에서, 미국법원시설디자인가이드 2007의

보안단계별 동선 및 출입에 대한 분류20) 기준을 준용하

여, 한국경찰서시설 보안단계의 잣대로서 미국법원디자

인가이드(U.S. Courts Design Guide)의 죠닝, 동선과 출

입에 대한 보안단계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법원디자인가이드는 법원시설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별 접근성을 보안 단계별로 동선과 출입 체계

20) 텍스트만 제시되는 미국경찰서시설기준과 달리 미국법원디자인가
이드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다이어그램으로 각 시설별
설계기준과 보안단계 및 공간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경찰
시설인 경찰서 수사부서 공간에서 보안단계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에 더 적합하다. Key to Symbols, 1-4. I Introduction and The
Federal Court System, U.S. Courts Design Guide 2007,
https://www.gsa.gov/cdnstatic/Courts_Design_Guide_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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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이어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실별

가구배치와 소요장비 등을 제시하여 시설 기준이 된다.

아직 국내 경찰시설은 이러한 가이드가 없으므로, 본

연구자의 실태조사에서 분석한 부서별 실별 특성을 감안

하고, 임의수사영역과 강제수사영역을 구분하는 개념과

보안단계별 대응 체계로서 한국경찰시설 경찰서 수사부

서 실명들을 분류하였고 단계별 보안 동선과 출입 체

계로서 제시한다. 보안 단계를 숫자로 구분하여 출입과

동선의 체계와 함께 병기하고 있으며, 숫자가 1부터 시

작하여 2, 3으로 갈수록 보안 단계는 높아지고 출입의

통제 정도가 강해진다.

죠닝
SYMBOL

경찰서 수사부서 실명 구분

유치장
형사당직조사실
호송차고
형사당직데스크
진술녹화실, 모니터실
조사실
수사민원상담실
면회실, 변호인접견실
형사과(강력팀,형사팀),형사과장실,형사지원팀
수사과(경제팀,지능팀),수사과장실,수사지원팀
민원인대기실, 화장실
방풍실, 계단, ELV

<표 19> 경찰서 수사부서 실명별 조닝 분류

시범사례별 공간모형의 시각적 비교를 위하여, 조닝과

실명별로 <표 19>에서 구분하였다. 본 연구자가 설정

한 경찰서 실명별 조닝은 실 구분이 명확하게 인지 될

수 있는 색채로 조닝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보안 단계가

가장 높은 유치장→형사당직조사실→호송차고→형사당직

데스크21)→진술녹화실→조사실→민원상담실의 순으로 점

차 보안단계가 낮아진다.

5.2. 보안 단계 다이어그램에 의한 공간모형 검증
시범사례 분석은 공간모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준공한 신설관서인 대전U경찰

서22), 기존 경찰서에 2014년도 정책연구 결과를 처음 적

용한 2015년도 시범사례인 서울D경찰서, 그리고 2016년

도 시범사업 확산 사례인 서울Y경찰서를 분석하여 표

준설계 공간모형 및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시공

후 평가를 하는 실태조사에서 가구배치와 실내환경은 표

준설계 공간모형으로 구현되었으므로, 경찰서마다 상이

한 건물 평면에 적용한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사부서 개실별 죠닝, 동선, 출입을 분석한 보안

21) 형사당직데스크는 형사당직조사실의 게이트 키퍼이자 경찰서로
이관되는 체포피의자와 사건을 접수받고 사건을 당직 팀원에게 배
당하는 역할을 맡는 팀장이 근무한다. 

22) 2014년도 정책연구 기간에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 및 지침
을 실제 사례로부터 정의하고자 최초로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적용
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신축 중 실시설계를 변경.

단계 다이어그램으로 검증하였다.

(1) 대전U경찰서 보안단계별 동선체계와 공간활용

2014년 당시 신축 중이었던 대전U경찰서 1층에 실시

설계 부분변경을 자문하여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사

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구현한 최초의 시범사례였으

며, 2015년 입주 후 2년경과한 사용현황을 2017년 초에

조사하였다. 민원상담실은 보안1단계, 업무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되 인접하여 배치한 수사과 조사실과 진술녹화실

은 보안2단계, 수사과 및 형사과 업무공간이 보안3단계

이다. 호송차가 차고로 들어가서 셔터가 닫히면 형사당

직조사실로 통하는 보안 출입홀을 열 수 있도록 이중으

로 출입이 통제되는 호송차고는 보안2단계, 형사과의 형

사당직조사실은 보안3단계이고, 형사당직조사실 내부에

배치되어있는 체포피의자를 조사하는 조사실이나 진술녹

화실은 특성상 시건장치가 없으며 보안2단계임을 알 수

있다. 유치장 시설은 보안상 본 연구에서 내부 조닝을

표현하지 않았으나, 보안출입구가 보안2단계이며 유치장

내부공간들은 전이공간이 보안3단계, 유치실들은 가장

높은 보안4단계에 해당한다.

<그림 8> 대전U경찰서 1층수사부서(시범) 공간모형

(2) 서울D경찰서 보안단계별 동선체계와 공간활용

2015년 기존 경찰서에 2014년도 정책연구결과를 적용

하였던 시범사례로서, 기존 배치현황 검토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자문하였다. 2015년 말에 방문하여 완공 후

1개월 시점의 입주 후 평가에 참여하였고, 사용현황을

검증하였다. 실시설계 단계에 경찰서 수사부서 팀장들

<그림 7> 시범사례 실태조사(서울Y경찰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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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관련 담당자가 참여하여 표준설계 공간모형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 시설활용도도 우수하며, 보안단계 및

동선체계가 기존 건축공간 내에서 최적화 된 사례로서,

전국 경찰서로 시범사업 확산 시 견학하는 경찰서이다.

<그림 9> 서울D경찰서 1층수사부서(기존)

<그림 10> 서울D경찰서 1층수사부서(시범)

<그림 8>에서 기존 경찰서1층은 수사과, 형사과 팀사

무실들이 뒤섞여 혼재한 미로형 배치 유형으로서 대민접

근성이 불리하고 주간시간대에 비어있는 강력팀으로 인

한 1층의 활용도 측면에서 부서 재배치가 필요하였다.

<그림 9>의 시범사업에서 조닝을 팀별로 모으고, 지

능팀, 강력팀을 2층에 이전하고, 경제팀을 형사팀과 영역

을 맞바꾸어 형사당직사무실이 유치장에 직접 접하게 하

여보안호송차고-형사당직실-유치장 순으로 체포피의자

집중관리시스템을 공간에 구현하여 보안체계를 정립하였

다.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은 조사실, 진술녹화실들이 업무

공간과 분리되었으나 접근이 편리한 중앙에 배치되었고

조사실 갯수가 충분하여 표준을 도입하던 당시 조사실부

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피조사자 만족도가 향상되

었다고 하며, 업무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조사

하는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함으로 근무자 만족도가

높아졌다. 2개 조사실을 묶어서 조사에 참여경찰관1인이

배석할 수 있게 참여경찰관제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조사실에 접이문을 두어 2개실을 가변적으로 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존 건축규모 때문에 이러한 배

치가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강력팀들은 개실형

이었던 업무공간이 개방통합사무실로 전환되어 근무자

불만족도가 높아졌고, 일반 조사실이나 진술녹화실 활용

도에 대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3) 서울Y경찰서 보안단계별 동선체계와 공간활용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경찰청

수사부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경찰서들을

경찰청 시범사업 담당자들과 평가 차 서울Y경찰서를 방

문하고, 기존 수사부서 배치, 도면검토 및 호송차고 설치

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

<그림 11> 서울Y경찰서 1층수사부서 (기존)

<그림 12> 서울Y경찰서 1층수사부서(시범)

시범사업에 적합한 수사부서조직과 사무실면적으로서

선정되었던 1급서 중에 매우 낙후된 환경이고, 수도권에

서도 수사부서가 큰 규모인 서울Y경찰서는 2016년 기존

경찰서 수사부서 공간에 건축사가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적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자는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참

여하고, 완공 후 1개월 시점의 입주 후 현황을 2017년

초 방문 조사하였다.

표준설계 공간모형을 적용,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을

형사팀과 맞바꾸어 형사당직사무실이 유치장에 직접 접

하게 하여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수사과 조사실과 진술

녹화실 개수가 가장 많고 활용도가 가장 높아서 때로 형

사과 강력팀 조사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무자들

은 소음이 줄어 통합개방형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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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형사과 강력팀은 개실형에서 통합개방형으로

업무공간이 전환된 것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며, 별도 팀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과장-팀장 업무회의

에만 사용되는 과장실에 포함된 회의공간을 독립시켜 팀

회의 공간으로 공유하면 해결가능한 문제로 분석된다.

형사당직조사실에서 대두된 당직수사관들의 업무 특성

상 개방형 홀의 당직책상에서 관찰 가능한 위치에 배치

되어야 하는 진술녹화실, 조사실들이 근무자 시야 밖에

있어서 조사 시에 피의자대기공간이 방치되는 우려 때문

에 부득이 당직책상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있

다. 이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서울D경찰서와 동일하여 표

준설계 공간모형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 공간의 제약 때문에 유치장출입 동선을 변경할 수 없

었고 당직업무 홀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이다.

(4) 수사부서 표준설계 시범사례 분석의 소결

경찰서 수사부서 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을 적용한 시

범사례들을 검증한 결과, 조사공간과 업무공간 분리, 수

사부서의 과별 영역 구분, 단계별 동선출입 보안 개념,

가구배치와 실내환경이 일관되게 전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범사업을 검증하면서 사용자인 수사관들

의 수사부서 표준설계의 취지와 공간 개념의 이해 정도

에 따라 공간 적응 및 활용도가 상이한 측면은 시범사

업에 대한 홍보와 설계자, 경찰서 시설담당자, 그리고 수

사부서 부서장, 팀장과 팀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도에 따

른 것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경찰에 대한 문헌조사와 기존 경찰서 수

사부서 실태조사에 의하여 도출한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

간모형과 지침은 수사부서 환경개선사업의 근거가 된다.

공간모형에서 수사부서의 동선과 죠닝을 크게 임의수

사영역과 강제수사영역으로 구분, 유치장운영 경찰서와

비운영 경찰서로 나누어 단계별 보안 개념을 제시하고

체포피의자 집중관리시스템을 공간에 구현하였다.

출입과 보안의 단계별 체계와 동선 조닝 기준을 수사

부서 공간에 구축하고, 조사공간과 업무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간모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더 우수한 치안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강제수사영역은 형사당직조사실, 유치장영역을 포함하

며, 특히 체포피의자 동선과 출입을 공공영역에서 분리

함으로서 신원이 노출되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

사관이 부담을 안고 있었던 피의자 도주우려를 해소하게

하였고, 지역경찰관들이 체포피의자를 인계하는 과정이

지구대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지역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공간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서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의 의의는

첫째, 수사부서 업무공간의 업무효율성을 보장하고,

둘째, 수사부서 대민지원기능과 인권보호를 보장하고,

셋째, 수사부서 설계자에게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을 제공하여 설계과정에서 제한적인 정부청사면적기준

및 경찰청자체기준 내에서 공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

의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시공된 수사부서 품질의 향상 효과가 있었고, 장

기적으로 건물 사용연한 연장 등의 효과를 예상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2016년부터 5년간 진행하는 수사부

서 환경개선 사업이 앞으로 3년간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

업 본연의 개념과 취지를 전달하여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수사

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의 적용 확산으로 경찰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향상과 국민인권보호, 경찰 업무효율

을 증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방 중

소도시의 2, 3급지 경찰서에 수사부서 환경개선을 적용하

기 위한 공간모형 다변화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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